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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카드는 편리성과 안전성의 특성으로 인해 원격 시스템 인증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카드를 사용해서 통신하는 
분야에서는 스마트카드에 대한 보안과 카드 소지자의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패스워드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은 공격자에 의해서 정당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쌍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위장 공격이 
가능한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드 보안 기술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키 생성 알고리즘인 ID-based Bilinear Pairing 암호방식을 이용해서 스마트카드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인증 스킴을 제안한다. 
 

1. 서론 
스마트카드는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사용자 
인증용이나 전자화폐, 교통카드, 출입카드 통신 
서비스 등으로 널리 보급되어 보편화 되고 있다[1]. 
스마트카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한 개 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중성을 지니며, 또한 
스마트카드는 자체 연산과 비밀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암호 연산을 
하나의 칩 내에 구현한 암호 연산 가속기의 장착으로 
보다 강력하고 빠른 암호 연산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카드 사용으로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인증 단계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카드를 이용해서 통신할 때 중요 
정보 노출 및 사용자 인증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원격으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두 가지 이상 병합해서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편리성과 함께 안전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현재 대부분의 
정보보안 서비스 시스템에 실용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패스워드와 스마트카드를 동시에 이용해서 
인증하는 방법, 사용자의 지문정보와 스마트카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들이 그 예가 된다[3]. 개인의 
신원 (identity 또는 ID)을 기반으로 하는 ID 기반 
공개키 시스템 (ID-PKC; Identity-based Public Key 
Cryptography)이 개발되고 나서 타원곡선상의 
pairing의 성질을 이용하여 실제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는 ID-PKC 를 개발하였다. 신원 기반 암호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공개키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공개된 정보(identity)로 누구나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개인의 비밀키는 키 
발행기관 KGC(Key Generation Center)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뢰기관에서 발행해서 안전하게 
개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4].  
본 논문은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키 생성 
알고리즘인 Weil Pairing IBE(Identity Based Encryption) 
방식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카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인증 및 키 분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2. 스마트카드 사용자 인증에 대한 관련 연구 

1984년에 Adi Shamir는 IBE방식을 제안하였다. 
IBE는 어떤 스트링(string)도 공개키가 될 수 있어 
인증서가 불필요하지만 공개키가 유일해야 하므로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키로 사용하는 초기 전자우편의 
인증방안으로 제안하였다[5]. 그 후 IBE 방식은 
공개키 방식의 하나로서 비밀성과 인증성을 하나의 
암호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한다[6]. 
선행연구들은 자신이 선택한 패스워드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스킴을 제안하였다[7][8]. 기존에 
패스워드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은 공격자에 의해서 정당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쌍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위장 공격이 
가능한 취약점이 존재했고[9], D. Boneh은 Bilinear 
Pairing을 암호에 응용하여, 실제로 구현 가능한 
새로운 ID 기반 암호 방식[10]과 서명 방식[11]을 
제안하였다. 최근, Bilinear Pairing을 이용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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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암호 방식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2][13][14]. 
Bilinear Pairing은 Pair-wise키를 생성하고 키 

pairing을 이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하는 
알고리즘으로써 Additive그룹 G1과 Multiplicative그룹 
G2를 가지고 Mapping을 한다: ê = G1×G1 → G2. 그룹 
G1은 그 표기가 G1 = <P>이고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P, Q는 G1의 generator이다. 
 
①. Bilinearity: 

ê (aP1, bP2) = ê (P1, P2)ab 
ê (P1 + P2, Q) = ê (P1, Q) ê (P2, Q) 

②. Non-degeneracy:  
ê(P, Q)=1이면 P는 무한원점 (O)이다. 

③. Efficiency:  
ê(P, Q)의 계산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제안한 사용자 인증 스킴은 Bilinear Pairing의 

Bilinearity속성을 이용하며 안전한 사용자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서버의 마스터 키와 사용자의 
ID기반 공개키를 이용해서 만든 사용자 개인키를 
설정하고 pairing을 사용해 사용자 인증을 한다. 
 
3. 제안한 스마트카드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 

본 논문에서 스마트 카드 기반 뱅킹 시스템은 
스마트 카드소지자(User), 원격 서버(Remote Server) 
또는 인증 서버(Authentication Server), 키 발행 기관 
KGC(Key Generation Center) 세 엔티티로 구성되며, 
뱅킹 시스템에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는 환경하에 
Bilinear Pairing을 적합하게 적용한 사용자에 대한 
인증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사용된 표기법은 아래와 
같다. 
 

<표 1> 표기법 

표기 설명 

G1 The cyclic group with operation “ + ” 
G2 The cyclic group with operation “ｘ” 
ê The Bilinear Pairing function 

H1 
The hash function used to derive one’s ID to its 
public key 

H2 
The hash function used to derive the output of the 
Bilinear Pairing function ê to a key 

H3 A normal one-way hash function 
P A random selected number by KGC 
s The master key generated by KGC match to the user

IDu User’s Identification  
PWu User’s password 

PUIDK User’s public key generated by using IDu 

PRIDK 
User’s private key generated by using KGC 
generated master key and user’s pubic key QID 

KPW User’s secret key 
SPW A secret value which sever keeps for the user 

 
 
 
 

3.1 사용자 등록 단계 

사용자 등록과정은 스마트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과정이며 인증서버가 카드발급하기 전에 KGC에게 
여러 파라미터와 마스터 키를 요청한다.  

1) 사용자는 스마트카드를 발급에 대한 서버에게 
신청한다. 

2) 사용자는 자신의 IDu와 비밀번호 PWu를 안전한 
채널을 통한 서버에게 전달한다. 

3) 서버는 사용자에게 (IDu, PWu)를 받은 후에 
사용자에서 스마트카드 발급을 위하여 키 
발행기관 KGC에게 마스터 키를 요청한다. 

4) KGC는 서버의 요청을 받은 후 pairing 
파라미터 (G1, G2, ê)와 해쉬 함수 (H1: {0, 
1}*→G1, H2: G2→{0, 1}N, H3: {0, 1}*→{0, 1}M) 를 
생성한다. 포인트 P를 랜덤으로 선택한 다음에 
마스터 키 s를 생성한다. 

5) KGC는 {ê, G1, G2, P, s, H1, H2}를 서버에게 
전송한다. 

6) 서버는 사용자가 보낸 IDu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공개키 PUIDK = H1(IDu) 를 만든다. 
만든 공개키와 KGC에게 받은 마스터 키 s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개인키 PRIDK = s · PUIDK 를 
생성한다. 

7) KGC에서 받은 포인트 P와 사용자에게 받은 
비밀번호 PWu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비밀키 
KPW = H3(PWu) · P 를 만든다. 

8) 서버가 사용자의 IDu와 해쉬된 사용자의 
비밀번호 H3(PWu)를 자신의 DB에 저장한다. 

9) 서버가 사용자를 위한 비밀값 SPW = s · PWu를 
계산해서 파라미터 {ê, G1, G2, P, H1, H2, s, IDu, 
H3(PWu), SPW}와 같이 DB에 저장한다. 

10) 서버가 아래와 같은 값들을 발급하는 
스마트카드에 저장시킨 후에 사용자에게 
스마트카드를 발행한다. Smart Card {PUIDK, PRIDK, 
KPW, ê, G1, G2, P, H1, H2, H3}. 

  
3.2 사용자 로그인 단계 

로그인 과정은 사용자가 스마트카드를 사용해서 
ATM(Automatic Teller Machine)기를 이용해 인증서버에 
뱅킹하는 과정이다.  

1) 사용자는 인증 서버로부터 발급받은 
스마트카드를 ATM기에 삽입하고 자신의 
비밀번호 PWu를 입력한다. 

2) 스마트카드는 사용자에게 입력된 비밀번호를 
받은 후에 사용자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KPW 
= H3(PWu) · P를 계산한다. 계산한 KPW 값과 
카드 안에 저장하는 KPW 를 비교한 결과가 
일치하면 본인확인 성공이고 아니면 거래를 
취소한다. 

3) 본인확인을 성공한 후에 카드가 사용자 인증을 
위해 랜덤으로 값 r을 선택해서 R = r · P를 만든 
후 아래 계산을 실행한다: 

W = PWu · R 
Cr = ê (KPW, r) 
Mr = ê (PRIDK + KPW

r, P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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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카드 기반 ID-based Bilinear Pairing 이용한 안전한 사용자 인증 스킴 

 
4) 마지막으로 스마트카드가 아래와 같은 값들로 

구성된 인증 메시지를 서버에게 전송한다: 
MAuth = {IDu || R || M1=r ⊕ H2(Cr) || M2=r	⊕ W || Mr} 

 
3.3 사용자 인증 단계 
인증과정은 사용자가 스마트카드를 이용해서 
로그인한 후에 인증서버에서 수행한다. 

1) 사용자의 로그인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인증서버는 우선 받은 사용자의 공개키부터 
계산을 한다: PUIDK = H1(IDu). 

2) 인증서버가 받은 인증 메시지 MAuth 중에 
포함한 {M1 = r ⊕ H2(Cr)} 를 이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실행하기 전에 r값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즉 M1 에 속한 H2(Cr)를 어떤 값과 pairing 
계산이 성공해야 역으로 r = M1 ⊕ H2(Cr) 풀 수 
있다.  

r = M1 ⊕ H2(Cr) 
= M1 ⊕ H2(ê (KPW, r)) 
= M1 ⊕ H2(ê (H3(PWu)·P, r)) 
= M1 ⊕ H2(ê (H3(PWu), r·P)) 
= M1 ⊕ H2(ê (H3(PWu), R)) 

 
Cr = ê (KPW, r)은 ê (H3(PWu), R)값과 pairing해서 
같은 값으로 유도되고, H3(PWu)와 R값은 
인증서버가 알고 있는 정보여서 H2(ê(H3(PWu), 
R))을 M1와 XOR하면 r을 얻을 수 있게 된다. 

3) 인증서버가 받은 인증 메시지 MAuth 중에 
포함한 {M2 = r	 ⊕ W}와 전 단계에 계산한 
r값을 이용해서 W = r ⊕ M2를 계산한다.  

4) 인증서버가 전 단계에서 계산한 r값과 W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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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받은 Mr = ê(PRIDK + KPW
r, PWu)값과 

ê(PUIDK, SPW)·ê(H3(PWu), W)를 pairing 수행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결과가 일치하면 사용자 
인증 성공하고 거래를 진행하게 되며 
불일치하면 거래를 중단한다. 

Mr = ê (PRIDK + KPW
r, PWu) 

= ê (s · PUIDK + (H3(PWu) · P) r, PWu) 
= ê (s · PUIDK, PWu) · ê ((H3(PWu) · P) r, PWu) 
= ê (PUIDK, s · PWu) · ê (H3(PWu) · P, PWu) r 
= ê (PUIDK, s · PWu) · ê (H3(PWu), PWu · P) r 

= ê (PUIDK, s · PWu) · ê (H3(PWu), PWu · r · P) 
= ê (PUIDK, s · PWu) · ê (H3(PWu), PWu · R) 
= ê (PUIDK, SPW)·ê(H3(PWu), W) 

 
인증할 때 서버 측에서 처음에 사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줬을 때 KGC의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비밀값이 SPW = s · PWu를 
이미 만들어 놓고,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해쉬해서 저장한 사용자의 비밀번호 H3(PWu) 
값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마지막 두 번째 
단계의 ê(PUIDK, s · PWu) · ê(H3(PWu), PWu · R) 
값이 결국 ê(PUIDK, SPW)·ê(H3(PWu), W)로 
계산이 된다. 즉 Mr = ê (PRIDK + KPW

r, PWu) = 
ê(PUIDK, SPW)· ê(H3(PWu), W)로 증명을 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ID-based Bilinear Pairing 암호방식을 
이용하며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서버의 마스터 키와 사용자의 ID기반 공개키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개인키를 설정하고 pairing을 
수행하면서 사용자 인증을 한다. 향후 스마트 카드와 
리더기를 이용해서 제안한 인증 스킴을 적용하며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카드 사용자의 
익명성 인증기법과 ID계층 기법을 추가 적용해서 더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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